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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3:�The�King�Who�Had�It�All�

제�13�과�:�모든�것을�다�가졌던�왕�
�

�

Key�Question:�What�were�Solomon’s�mistakes,�and�how�can�we�keep�from�making�them�ourselves?�

핵심질문:�솔로몬의�실수는�무엇이었고,��우리는�어떻게�해야�그런�실수들을�되풀이�하지�않을까요?�

�

�

읽어야�할�성경:�왕상�1-8,10,11,�대하�5-7,잠 1-3,6,20,21�

The�Story�책:��pages�175-192�

 
  
첫째날,�Solomon’s�Wisdom솔로몬의�지혜�

Pages 175–178 
 
Soon after Solomon became king,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은 그의 꿈 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1. (a) What did Solomon say God had already done (1 Kings 3:6)?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열왕기상 3:6) ? 

 

 

(b) What does this tell us about Solomon’s attitude?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그의 태도가 어떠했음을 보여줍니까? 

 

 

(c) According to Solomon, why was God kind to his father, David (3:6)?  

    솔로몬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요?(왕상 3:6) 

 

 

(d) Solomon was married and had an infant son. Yet how does he describe himself (3:7)?  

     솔로몬은 결혼을 했고 젖먹이 아들1이 있었음에도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했나요?(왕상 3:7) 

                                                           
1
�First�Kings�11:42�says�Solomon�reigned�40�years,�while�1�Kings�14:21�tells�us�his�son�Rehoboam�became�king�at�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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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hat does this tell us about his character at this point in his life? 

    이는 솔로몬의 인생 중 이 시점에 그의 성품이 어떠했음을 말해줍니까? 

 

 

2. (a) Solomon could have asked for anything. What was his request (1 Kings 3:9)?  

    솔로몬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열왕기상 3:9)? 

   

 

(b) What does this tell us about Solomon’s priorities? 

     이것은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어떠했음을 보여줍니까? 

 

 

(c) What was God’s reaction (3:10–13)?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왕상 3:10-13) 

 

 

3. (a) If God came to you in a dream and asked what you wanted from him, what would you    

     request? 

     만약 하나님이 꿈 속에서 당신을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b) What would your request reveal about your attitude and character? 

     당신이 구하는 것이 나타내는 당신의 태도와 성품은 무엇입니까 ? 

 

 

 

둘째날,�Solomon’s�Proverbs�솔로몬의�잠언�

Pages 178–181 
 
At the beginning of Proverbs, Solomon explains why he has collected these wise sayings. 

잠언의 맨 처음에, 솔로몬은 왜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놓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열왕기상�11:42 은�솔로몬이�40 년동안�통치하였다고�말하는데,�열왕기상�14:21 절에서는�그의�아들�르호보암이�41 세에�왕이�

되었다고�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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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In Proverbs 1:1–3, Solomon lists attributes he wanted to help others gain. What two 

attributes would you like to grow in most? Why?  

잠언 1 장 1-3 절에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속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성장하기 원하는 속성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b) There are 31 chapters in the book of Proverbs, making it easy to grow in wisdom by reading 

a chapter a day according to the day of the month. If you have done this in the past, describe one 

practical way Proverbs helped you.  

총 31 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은 한달동안 매일 한장씩 읽어 지혜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이미 이것을 시도해 봤다면, 잠언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던 실제적인 경험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c) If you’ve never done this, consider beginning now and continuing for at least six months. 

만약 (b)에 소개된 방법으로 읽은 적이 없다면, 지금 시작해서 적어도 6 개월 동안 지속해 보십시오. 

 

 

Some proverbs instruct us about walking with God. 

어떤 잠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지침을 줍니다. 

 

5. (a) According to Proverbs 3:5–6, if you want the Lord to direct your paths, what three things 

should you do?  

잠언 3 장 5-6 절에서, 주님이 당신의 앞 길을 인도해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3 가지는 

무엇입니까? 

 

 

(b) How are these three things related?  

이 3 가지는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c) We follow this proverb when we obey God, even though it might seem better not to. We also 

follow it when we choose to trust God, even when we can’t see how any good can come out of 

our hardships. How can you apply this proverb to a current situation? 

비롯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잠언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으로 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 먹을 때 

잠언을 따르게 됩니다. 이 잠언을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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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roverbs say something similar in two ways, emphasizing the point and rounding out the 

meaning. 잠언은 비슷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두 가지 방법 – 요점을 강조하는 방법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 – 을 사용합니다. 

 

6. (a) In Proverbs 3:11, what two things does Solomon say not to do?  

     잠언 3 장 11 절에서, 솔로몬이 하지 말라고 하는 두가지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b) Proverbs 3:12 gives the reason not to do these things; what is it?  

     3 장 12 절이 말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 Why do parents discipline children they love and delight in?  

     부모는 왜 사랑하고 기쁨을 주는 아이들을 징계해야 하나요? 

 

 

(d) Why does God discipline you, whom he loves and delights in?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당신을 징계하십니까? 

 

 

셋째날,�More�Proverbs�다른�잠언들�

Pages 182–185 
 
Some proverbs require a bit of thought. 

어떤 잠언들은 좀 더 깊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7. (a) In Proverbs 21:2a, how do our ways seem to us? Why?  

    잠언 21 장 2 절 전반부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인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 In Proverbs 21:2b, what does the Lord do?  

     21 장 2 절 후반부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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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en we think our ways are right, why might the Lord find something different when he  

     weighs our hearts?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면 왜  

     다른 것을 보시게 될까요? 

 

(d) What can we do so our opinion of our ways matches his?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8. (a) In Proverbs 21:3, what is more acceptable than what to the Lord?  

21 장 3 절은 무엇이 무엇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까? 

 

 

(b) In Solomon’s time, someone who sinned sacrificed an animal to receive God’s forgiveness. 

Why is doing right more acceptable to the Lord than doing wrong and asking for forgiveness?  

솔로몬의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부정을 행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요? 

 

 

(c) What insight does this proverb shed on this attitude: “It doesn’t matter if I obey God because 

he will forgive me anyway”?  

이 말씀이 “하나님께 꼭 순종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용서해 주실테니까.”와 같은 태도에 대해 어떤 

교훈을 줍니까? 

 

 

(d) How do Proverbs 21:2 and 21:3 relate to each other? 

잠언 21 장 2 절과 3 절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Proverbs often explain the benefits of living God’s way and the hazards of not doing so. The benefits 

and hazards are general truisms—there might be the rare exception, but for the most part, these wise 

sayings accurately reflect real-life consequences. Consider these proverbs about finances. 

잠언은 종종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의 유익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유익과 위험들은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찌보면 뻔한 이야기이지만, 이 지혜의 말씀들은 실제 삶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재정에 관한 잠언들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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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According to Proverbs 21:5, what should and shouldn’t be a part of your life if you want 

financial success?  

잠언 21 장 5 절에서, 재정적 성공을 위해 당신의 삶에서 해야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b) Why is Proverbs 21:6 true?  

잠언 21 장 6 절의 내용은 왜 사실입니까? 

 

 

(c) What does Proverbs 21:20 teach about finances? 
잠언 21 장 20 절은 재정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네째날,�The�Temple�성전�

Pages 185–189 
 
Solomon built a temple to God in Jerusalem, just as David instructed. 

솔로몬은 다윗이 지시한 그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10. (a) What did Solomon realize about the inadequacy of building a temple for God (2 Chronicles 

6:18)?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역대하 6:18) 

 

(b) What did Solomon ask God to do (verse 6:20)? 

솔론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구했습니까?(역대하 6:20) 

 

 
When Solomon finished praying, he blessed the people gathered before him.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고, 그 앞에 모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11. (a) What did Solomon say had not failed (1 Kings 8:56)?  

솔로몬은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8:56)? 

 

(b) Summarize the blessings Solomon pronounces in verses 57–59.  



                                  
                        하나님�이야기,�나의�이야기,��그리고,�우리�이야기…�����������������������������������������������������������������������������������������잃어버린�영혼을�찾아 

 

제 13 과�모든것을�다�가졌던�왕����7 | P a g e  

 

57~59 절에서 솔로몬이 선포한 축복을 요약해 봅시다. 

 

(c) What is the purpose for these blessings upon Israel (8:60)?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러한 축복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상 8:60) 

 

(d) What reminder does Solomon give the people of what was needed for this purpose to be 

accomplished (8:61)?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위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왕상 8:61)? 

 

(e) God will never leave or forsake his children, and he has promised to work in us to help us 

walk in his ways. For God’s full purpose to be accomplished in our lives, what do we need?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들2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3.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The Lord appeared to Solomon a second time. 

주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 (a) What did God tell Solomon in 2 Chronicles 7:12?  

역대하 7 장 12 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b) If the Israelites turned from God and he held back rain or sent a plague, what four things 

could the people do to receive forgiveness and healing for the land (7:14)?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재앙을 보내신다면, 

그들이 용서받고  땅을 회복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4 가지는 무엇입니까?  

 
 

 

13. (a) If the Israelites instead rejected God, what would God do (7:20)?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역대하 7 장 20 절)? 

 

                                                           
2
�Hebrews�13:5.�히브리서�13:5�

3
�Philippians�2:13.�빌립보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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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at would be the reason for these actions against the nation (7:22)?  

그 나라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하 7:22) ? 

 

 

(c) Should this have been enough warning for the people to heed forever?  

이러한 조치가 백성들을  끝까지 조심시키기에 충분한 경고가 되었습니까? 

 

 

(d) Should this have been enough warning to keep Solomon firm the rest of his life? 

이러한 조치가 솔로몬을 그의 남은 인생 동안 견고히 서 있게 하기에 충분한 경고가 되었습니까?  
 
 

 
 

 

다섯째날,�Solomon�&�Women�솔로몬과�여자들�

Pages 189–192 
 
During the time when Solomon was faithful to God, he helped others know God. 

솔로몬이 하나님께 신실했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왔습니다. 

 

14. (a) What did the queen of Sheba do when she heard about Solomon’s fame, despite having to 

travel 1,500 miles4 (1 Kings 10:1)?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들었을 때 1,500 마일을 여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열왕기상 10:1)? 

 

                                                           
4
�Nearly�1,000�years�later,�Jesus�gave�miracles�as�a�sign�that�he�came�from�God.�The�unbelieving�Jewish�leaders�

discounted�them,�slandered�their�source,�and�demanded�more�proofs.�Jesus�said,�“The�Queen�of�the�South�will�rise�at�the�

judgment�with�this�generation�and�condemn�it;�for�she�came�from�the�ends�of�the�earth�to�listen�to�Solomon’s�wisdom,�

and�now�one�greater�than�Solomon�is�here.”
4
�The�Queen�of�Sheba’s�costly�pursuit�of�truth�condemned�the�Jewish�leaders�

who�refused�to�believe�Jesus�was�sent�from�God,�despite�their�having�seen�even�greater�evidence�than�she.�

거의�1,000 년�후에,�예수님은�그가�하나님으로부터�오셨다는�표시로�기적을�행하셨습니다.�믿지�않던�유대지도자들은�기적을�

무시했고,�그�이야기들의�근원을�중상모략�했으며,�더�많은�증거들을�요구했습니다.�예수님은�”남방의�여왕이�일어나�이�세대를�

심판하고�정죄할�것이다.�그녀는�솔로몬의�지혜를�듣기�위해�지구�끝에서�왔으며�,�지금은�여기�솔로몬보다�위대한�이가�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스바�여왕의�값비싼�진리�추구는,�더�위대한�증거를�보아�왔음에도�불구하고�예수님이�하나님으로�부터�보냄받았음을�

믿기를�거부한�유대�지도자들을�규탄한�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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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at does this teach us about the importance of seeking truth?  

이는 우리에게 진리 추구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교훈을 줍니까?   

 

(c) Why did the queen of Sheba glorify God (10:9)? 

스바 여왕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왕상 10:9) 
 

But Solomon didn’t remain faithful.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15. (a) From where did many of Solomon’s wives come (1 Kings 11:1–2)?  

솔로몬의 아내들은 어디 출신들이었습니까(열왕기상 11:1-2)? 

 

 

(b) Why had God forbidden such marriages (11:2)?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결혼들을 금하셨었습니까? (왕상 11:2)? 

 

 

(c) What resulted from these marriages (11:3–6)? 

이런 결혼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상 11:3-6) ? 

 

 

 

16. (a) Why did it particularly anger God that Solomon turned from him after he had appeared to 

him twice (1 Kings 11: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왜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했을까요(열왕기상 11:9)? 

 

 

(b) Disobeying a smaller command led to disobeying what big command (1 Kings 11:10)?  

작은 명령에의 불순종이 어떤 큰 명령에 불순종하게 했습니까? 

 

 

(c) Sometimes people discount the importance of obeying commands they consider small. How 

does disobeying God in small things lead to disobeying in larger things? 

사람들은 때때로 작다고 여기는 명령들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야기,�나의�이야기,��그리고,�우리�이야기…�����������������������������������������������������������������������������������������잃어버린�영혼을�찾아 

 

제 13 과�모든것을�다�가졌던�왕����10 | P a g e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큰 일에서의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Solomon was wise enough to know the best way to live, but he didn’t always do it. In the end, he 

ignored his own advice: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솔로몬은 삶을 사는 최선의 방법을 알만큼 충분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년에는 자신이 했던 충고도 무시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17. How can you keep from making Solomon’s mistake? 

어떻게해야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U PPE R  S TO RY )  

: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늘)  

나의  이야기  ( LOWER  S TORY )   

: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하는  나의  이야기(땅)  

우리의  이야기  (T4T )  

: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야기(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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